
일베에게 상처받은 벗들을 위한
5.18 특별강좌

“국군 아니죠? 인민군이죠?” 이런 헛소문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아
이들이었습니다. 참혹한 살육을 이해할 수 없어 어른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청
이 진압당한 뒤 6월 1일 처음 나온 <전남매일>은 1면에 김준태 시인의 시 ｢무등산은 
알고 있다｣를 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광주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무등산은 알고 있었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의 남산은? 부산의 금정산은? 대구의 팔공산은? 요즘 말로 “알랑가 몰라”였습니
다. 아니, 알아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많이 아팠습니다. 일베에 물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벗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의 진실을 무등산만 알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산 밑 서울, 금정산 밑 부산, 팔공산 밑 대구에서 모
이기로 했습니다.

<강연 내용>
[1강] 장엄한 패배, 거룩한 부활 - 광주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광주의 자식을 자처하는 서울내기 역사학자)
[2강] 내 마음 속의 5월 - 기억 속의 광주, 예술 속의 광주

홍성담(화가, 1980년 당시 시민군, 연작 ｢오월 판화｣의 작가)
[3강] 라 마르세이유, 레미제라블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 다시 부르는 뜨거운 노래

서해성(작가, 원조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
[4강] 박정희와 광주 - 나의 일베 전투기

낸시랭·강영민(팝아티스트)

<기획·주관·주최·후원단체>
기획 : 평화박물관
주관 : 평화박물관(서울), 5.18기념사업부산협의회(부산), 5.18민중항쟁33주년대구경북

행사위원회(대구)
주최 : (가칭)5.18왜곡저지국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후원 : 5.18기념재단

※ 지역마다 일정과 강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 각 지역 주관단체로 신청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전체 행사 관련 문의는 평화박물관(02-735-5811~2)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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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정

서울

6월 03일 [1강] 장엄한 패배, 거룩한 부활 - 광주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 (한홍구)
6월 10일 [2강] 내 마음 속의 5월 - 기억 속의 광주, 예술 속의 광주 (홍성담) 
6월 17일 [3강] 라 마르세이유, 레미제라블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서해성)
6월 24일 [4강] 박정희와 광주 - 나의 일베 전투기 (낸시랭·강영민)

시간 : 6월 3, 10, 17, 24일(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 교육장 
신청 및 문의 : 평화박물관. 장소 관계로 선착순 50명만 신청 받습니다.  참석을 원하

시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peacemuseum@empal.com 
02-735-5811~2 (메일 신청시 성함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십시오.)

수강료: 감동후불제

부산

5월 31일 [1강] 장엄한 패배, 거룩한 부활 - 광주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 (한홍구)
6월 14일 [2강] 박정희와 광주 - 나의 일베 전투기 (낸시랭·강영민)
6월 21일 [3강] 라 마르세이유, 레미제라블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서해성)

시간 : 5월 31일, 6월 14, 21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1강]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초량역 5번출구, 051-463-2240), [2강] 모임공

간 “R”(부산대 정문 NC백화점 앞, 051-583-2021), [3강] 경성대 앞(미정, 추후
공지)

신청 및 문의 : 5.18기념사업부산협의회(담당자 김종세). 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
십시오. 010-3568-2001 minjuedu@hanmail.net

수강료 : 감동후불제

대구

6월 11일 [1강]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을 기억하자 (한홍구, 서해성 토크쇼)
6월 18일 [2강] 박정희와 광주 - 나의 일베 전투기 (낸시랭·강영민)
6월 25일 [3강] 내 마음 속의 5월 - 기억 속의 광주, 예술 속의 광주 (홍성담) 

시간 : 6월 11, 18, 25일(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미정(추후공지)
신청 및 문의 : 5.18민중항쟁33주년대구경북행사위원회(담당자 김두현). 메일 또는 전

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010-5880-7708 citizen2001@hanmail.net
수강료 : 감동후불제


